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1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지역의 교량 및 배수로 복구 및 교체를 위한 ‘브리지 뉴욕(BRIDGE 

NY)’ 기금에 2억 1,600만 달러 이상 투입 발표 

  

뉴욕주 전체 88개 지역사회에서 109개의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프로그램, 중요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 지역 사회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지원 

  

"브리지 뉴욕(Bridge NY)" 기금 수령자 목록은여기에서 확인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88개 지방정부가 주 전 지역의 교량 및 지하도를 

복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2억 1,62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의 BRIDGE NY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공되는 이 기금은 홍수 위험을 줄이고, 

구조물의 복원력을 개선하며, 지역 경제 경쟁력을 촉진하고, 환경 정의 공동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지 뉴욕(BRIDGE NY)' 프로그램은 중요한 

지방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프라의 안전, 복원력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자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민들을 극단적인 기상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뉴욕 시민들에게 현대화되고 능률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는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 주민과 기업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이전에 지방 정부에 지급된 약 5억 달러를 기반으로 합니다. 

"브리지 뉴욕(BRIDGE NY)" 수상은 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계, 

선로설비 취득, 시공 등 프로젝트 전달 등 모든 단계를 지원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구조적 조건과 교량 또는 암거의 홍수 및/또는 침식에 대한 취약성, 우회 고려 사항과 

제공되는 사업체의 수 및 유형을 기반으로 한 교량 또는 암거의 중요성, 환경 정의 

커뮤니티에 대한 회랑의 이점, 상거래의 움직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포함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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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Marie Therese Domingu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우리 주의 장기적인 환경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있어 우리 주의 지역사회와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근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기금은 지역사회를 더욱 견실하게 만들고, 인프라를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고, 주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NYSAOTSOH 사장이자 톰슨 타운 고속도로 관리자인 Richard Benjam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저는 주 최대 교통 협회인 NYS 고속도로 관리자 협회(NYS Association 

of Town Superintendents of Highways)를 대신하여, 브리지 뉴욕(BRIDGE NY)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꾸준히 지원해 준 Hochul 주지사, Stewart-Cousins 

다수당 대표, Heastie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방교량과 지하도로를 

전담하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지자체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은 경제를 

재건하고 여행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향후 

5개년 자본 프로그램을 내다보면서 주 선출 공무원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투자를 

유지하고 늘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주 카운티 고속도로 관리자 협회의 사장인 Joseph Wisinsk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리지 뉴욕(BRIDGE NY)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광범위한 교량 및 지하도 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 복구 및 개선하기 위한 카운티 고속도로 부서의 노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방 정부는 주 전체 도로의 87%와 교량의 절반 이상을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브리지 뉴욕(BRIDGE NY) 프로그램은 카운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중요한 인프라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작업은 현재 더 많은 

교량 및 지하도로의 복구 및 재건 요구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비용이 덜 들고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여행객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지방 도로 및 교량 보수 프로그램에 대한 주 정부 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를 강력하게 지지해 준 Dominguez 커미셔너와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브리지 뉴욕(BRIDG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서 관리하며 뉴욕 주 전역에 걸쳐 지방 도로, 교량 및 기타 중요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역별 프로젝트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량 

수상(횟수) 

배수로 

수상(횟수) 

총 

수상(횟수) 

교량 수상 

금액(백만 

달러) 

배수로 수상 

금액 백만 

달러) 

총 수상 

금액(백만 

달러) 

              

Capital 

Region 
1 13 14 $1,164,900 $12,472,262 $13,637,162 

Central 

New York 
5 1 6 $11,448,761 $1,000,000 $12,448,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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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er 

Lakes 
4 6 10 $3,991,220 $5,738,832 $9,730,053 

Mid-

Hudson 
8 8 16 $27,233,689 $7,517,991 $34,751,680 

Mohawk 

Valley 
9 3 12 $28,293,376 $2,665,164 $30,958,540 

North 

Country 
7 12 19 $15,611,078 $11,408,377 $27,019,455 

Southern 

Tier 
9 3 12 $25,049,783 $2,947,489 $27,997,271 

Western 

New York 
5 11 16 $6,485,388 $9,837,823 $16,323,211 

New York 

City 
1 0 1 $29,400,000 $0 $29,400,000 

Long 

Island 
3 0 3 $13,994,719 $0 $13,994,719 

              

합계 52 57 109 $162,672,913 $53,587,938 $216,260,852 

  

Timothy 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의회는 올해 뉴욕 인프라 

예산에서 역사적인 수준의 자금을 제공하여 도로에 막대한 투자를 할당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하며, 우리가 연방 인프라 

법안의 중요한 자금을 기다리는 동안 주 정부의 교량이 향후 재건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William B. Magnarell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출퇴근을 위해 

매일 교통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보호하는 데 투자하는 것은 뉴욕주 전체의 

인프라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뉴욕주의 헌신을 강화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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